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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대 정원의 사례 연구:
아사쿠라 조소관(朝倉彫塑館)의 중정과 옥상정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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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akura Joso building in Taito-ku, Tokyo, is a mixed architecture of Japanese and Western styles built in 1934,

and there are a courtyard and a rooftop garden. The courtyard is a resting place for the individual, and is famous for

its technique of using a large pond and megalith. On the other hand, rooftop gardens were built in department stores or

hotels for most of the rooftop gardens at that time. This garden was created to teach students the providence of nature.

It was a place to nurture the natural senses while nurturing and managing the vegetables and plants, and to awaken the

natural beauty.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learn from these advanced methods that are not many at present. It was also

used as a space for securing food in World War II. Most of the rooftop gardens that were built at the time differ from

the basic ones. So the historic value of this rooftop garden is very large.

Key Words: Asakura Chosokan, Rooftop Garden, Courtyard, Vegetable Garden, Nature Education

국문초록

동경도의다이토구에있는아사쿠라조소관은 1934년에건축된, 양식과일식이혼용된건축물로써중정과옥상정원이

존재한다. 중정은 개인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넓은 연못과 거석을 활용한 작정기법으로 유명하다. 반면, 옥상정원은 당시

대부분의 옥상정원이 집객효과를 위하여 백화점이나 호텔에 조성되었는데, 이 아사쿠라 조소관에는 채원 중심의 옥상정

원이조성되었다. 이채원은학생들에게자연의섭리를가르치기위해조성된곳으로, 직접야채와식물을키우고관리하면

서자연적인감각을익히고, 자연의멋을깨닭도록하기위한공간이었다. 이러한활용방법은현재에도많지않은선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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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배울것이 많다. 또한, 2차 세계대전시에는식량확보를 위한공간으로활용되었다고 한다. 당시에조성된대부분의

옥상정원과는 기본 구상부터 다르다. 따라서 이 옥상정원의 역사적인 가치는 매우 크다.

주제어: 아사쿠라 조소관, 옥상정원, 중정, 채원, 자연교육

건축유형 ~1920 1921~1936 1937~

주택 1 38 21

집합주택 0 4 1

백화점, 역 3 9 2

숙박시설 3 4 1

학교 0 2 3

소형점포, 사무실 1 15 12

병원 0 9 2

그 외 0 7 2

표 1. 시대별 건축유형별 옥상정원의 숫자(2013, Tsukano)Ⅰ. 서언

근대의 일본정원, 특히 쇼와시대(昭和, 1926~1989)의 초기

에 조성된 일본정원은 그 사례가 많지 않고, 쇼와시대만의 시

대적인 특징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시대의 정원과는

다른 특징이 많다. 개항기를 맞이하고 여러 번의 전쟁(청일전

쟁, 러일전쟁)을 치룬 메이지시대(明治, 1868~1912)와 관동대

지진과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다이쇼시대(大正, 1912~

1926), 제2차 세계대전을 치룬 쇼와시대에는 근대화와 전쟁이

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에도시대 이전의 정원과는 확연하

게 다른 형태의 정원이 나타난다. 특히, 일본의 쇼와시대(昭和,

1926~ 1989)에는근대화와함께대규모의정원을조성하는것

보다는소정원형식의정원이많다. 소정원에서는자연주의적인

정원의형태를가지기는어려우므로, 차경이 아닌 자연의경치

를 모방하려는 것이 특징이고, 작정자의 주관이 강한 조형적,

장식적인 정원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건축이근대화되면서, 정원의형태에서공원의형태로바뀌기

시작하였다(田中, 2014).

한편, 일본에 있어서 옥상정원이라는 표현은 1896년에 발행

된 메이지(明治) 원예회잡지(園藝會雜紙)에 최초로 사용된 이

후, 건축물에부속하는비지상의정원으로사용되어왔다. 일본

의 옥상정원의 기원은 고베시(神戶市)의 오리엔탈 호텔의 옥

상정원으로 추정한다. 오리엔탈 호텔은 1870년에 개관한 외국

인 전용 호텔로, 1907년에 옥상정원이 만들어졌다. 동경에서는

1915년에 미쓰코시의복점(三越呉服店)과 같은 해에 건설된 아

키타상회(秋田商會) 빌딩의 옥상정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20년도 이전에 건설된 옥상정원은 대부분이 상업시설이다.

그 후에 일반 가정집과 집합주택 등에서 옥상정원이 설치되었

다. 그 이유는 1920년대 후반에야철근콘크리트구조가보급되

었기때문이며, 건축물의 구조가지붕이아닌옥상면을가지는

수많은 건축물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이혁재, 2006).

본 연구의 대상지인 아사쿠라(朝倉)씨의 조소관(彫塑館)도

1934년도에 건축되었다. 이 건축물 역시하나하나가의미가있

는공간이지만, 본논문에서는쇼와시대의정원의특징이그대

로 나타나는 아사쿠라 조소관의 중정과 옥상녹화를 중심으로

그 특징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한다. 또한, 쇼와시대의 정원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적인 특징이 정원의 형태에

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판단할수있는기본적인자료로써그

의의를 찾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대상지의 정원의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조사와 문헌

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지조사는 2016년 10월, 2017년 4월에 두

차례 실시하였다. 두 차례 모두 중정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을 활용하였으며, 옥상

정원은 사진촬영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촬영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현지조사에서는중정의작정기법과식재된식물의

종류를 조사하고, 문헌에 나타난 것과 비교하였다. 문헌조사에

서는 아사쿠라씨의 일대기 및 생활상, 정원을 조성한 이유 및

활용방법에대한자료를찾을수있었다.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를 병행함으로써, 당시의 정원기술과 조성기법, 정원의 활용법

을 추측할 수 있었다.

Ⅱ. 아사쿠라가 조소관의 개요

동경도의 다이토구(台東区)에 있는 JR 닛뽀리역(日暮里驛)

의 주변은 사원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원들 사이에

검정색페인트로도색된이질적인건물이존재한다. 이 건물이

일본의 조소의 원로라고 불리우는 고 아사쿠라씨가 1934년에

자신의아트리에를설계 및건축한것이다. 아사쿠라씨는 1954

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이 건물에서 약 30년간 생활하였다. 그

후에는 재단법인 아사쿠라 조소관(朝倉彫塑館)의 소유가 되었

고, 현재는다이토구가보유하고있으며, 미술관의역할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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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사쿠라씨의 일대기

1883년, 오이타현 오오노군 이케다촌에서 태어난 아사쿠라

후미오씨는 19살때형인조소가와타나베오사오를따라서동

경으로왔고, 조소라는것을시작하였다. 다음해, 동경미술학교

(현재의 동경예술대학)에 입학하여, 1907년에 같은 학교를 졸

업한아사쿠라씨는본격적으로창작활동을시작하였다. 다음해

에는 제2회 문부성 미술전람회에「闇」을 출품하여 2등상을 수

상하여, 신진기예의 조소가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대표작인

「墓守」(1910)은 제작의 전기가 된 작품으로, 이전 철저하게

자연주의적 사실로 일관하였다. 관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에서

연속하여 수상하여 작가로써의 지반을 다졌고, 일본의 조소계

를 리드하는 중심적인 존재로써 활약하였다. 1948년에는 조각

가로써는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수상하였고, 1964년에 81세로

세상을 마감하였다(아사쿠라 조소관 홈페이지 참조).

2. 아사쿠라 조소관 건물의 개요

그림 1. 아사쿠라 후미오씨(출처, 아사쿠라 조소관 홈페이지)

그림 2. 아사쿠라 조소관의 전경

그림 3. 아사쿠라 조소관의 입면도 (출처, 다이토구 문화가이드북)

본 연구의 대상지인 아사쿠라 조소관은 동경도 다이토쿠 타

니나까(谷中) 7정목(丁目)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소가였던 아

사쿠라 후미오의 아트리에 겸 주거지를 개조한 미술관이다.

1986년에다이토쿠로이관되었고, 현재는공익재단법인다이토

구 예술문화재단이 운영, 관리를 행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구 아트리에 부분과, 통나무와 대나무

를모티브로한스키야즈끄리(数寄屋造, 일본의건축양식의하

나로, 다실풍으로 지은 주택의 양식)의 구 주거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서양과 일본의 건축을 절충한 것이 특징이다. 이

건축물은 높이 8m의 천정을 가진 넓은 아트리에를 시작으로,

연못이있는중정, 서양건축과동양건축이절충된건축, 그리고

옥상정원이있다. 옥상정원은 원형이남아있는현재까지남아

있는 옥상정원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이다(랜드스케이프

디자인, 2001). 아사쿠라 조소관은 아사쿠라후미오씨의 아트리

에와주거지로사용하던건물이다. 아사쿠라는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한 1907년, 24살의 때에 타니나까(谷中) 지역에 아트리에

와 주거지를 세웠다. 당초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그 후 증축과

개축을 반복하여, 현재의 건물은 1928년에 구상한 것을 7년을

걸쳐 재건축하였다고 전해진다. 건물은 아사쿠라씨가 직접 설

계하였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아사쿠라

는 여기를 아사쿠라 조소숙(彫塑熟)이라고 명명하고, 교육의

장소로 개방하여 제자를 육성하였다. 1967년에 고인의 의지에

의해자택을아사쿠라조소관으로공개하였고, 그후, 1986년에

다이토구로 이관되어, 다이토구립 아사쿠라 조소관이 되었다.

그후, 2001년에 건물이 일본국의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2008

년에는건물전체가구아사쿠라후미오씨정원으로국가의명

승으로 지정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에 걸쳐 보존수리 공사

를 실시하여 내진보강을 하였고, 아사쿠라씨가 살아있던 시절

의모습에가깝게하여문화재적가치를높였다고한다(랜드스

케이프 디자인, 2001).

Ⅲ. 아사쿠라가 조소관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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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정과 거석

그림 6. 2층에서 바라본 중정

그림 4. 아사쿠라 조소관의 평면도

학예원인혼다(本田)씨에게질의한기존의문서를살펴보면,

아사쿠라씨가 정원 설계에 힘을 쓰고 있었던 것은 옥상정원보

다는중정과현관앞의전정이었고, 옥상정원의 설계나시공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중정과 옥상정원을 비교하면,

그 양식이나기법, 소재의차이가현저하고, 디자인적으로도심

플한 공간구성이다.

1. 아사쿠라 조소관의 중정

아트리에의 끝으로 가면, 회랑의 좌측에 일본정원「五典の

水庭」이보인다. 아트리에와주거지로사방이둘러싸인중정은

아사쿠라씨가 고안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조원가(조경가) 니

시카와타로(西川佐太郎)가 완성하였다. 아사쿠라씨는 이 정원

에 인(仁)․의(義)․예(禮)․지(智)․신(信)의 다섯 개의 거

석을 설치하고, 자기반성의 장소로 설계하였다고 전해진다. 건

물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완전한 일본풍의 거실로 부터는

일본정원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이 정원은 남북 약 10미터, 동

서 약 14미터의 크기로, 대지의 대부분이 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정성껏배치한거석과수목이농밀한공간을만들고있

다. 건물의 어디에서보아도보이는회랑식의정원에는아사쿠

라씨의 조각가로써의 시점과 예술관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중

정의 특징으로는 일반적인 정원의 연못과는 다르게 아주 깊은

연못과거석이중심이다. 작정의 기본이되는작정기에는되도

록 연못의 깊이를 얕게 하라고 되어 있으며, 물이 깊으면물고

기가 많아진다고 되어 있다(다이토구 문화가이드북).

원래 이 지역에는 용수가 나와, 아사쿠라씨는 이것을 살려

설계했다고 한다. 가장 깊은 곳은 2m를 넘는 곳도 있다. 연못

에 배치된 디딤돌의 밑은 콘크리트로 아치형이 되어 있다. 이

밑을 물고기들이 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에는 잉어가

약 20마리, 붕어가 180마리정도서식하고있다. 중정의식재는

대부분 백색의 꽃을 피우고, 백일홍만이 붉은색 꽃을 피운다.

이렇게 하나씩 다른 것을 배치하는 파조(破調)의 기법을 사용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건물에서도 볼 수 있다. 나사를 사용한

곳도하나의나사만이다른형태의것이사용되기도하였다(다

이토구 문화가이드북).

1층의 중정과 온실, 전정에는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L.

1월초 개화), 참빗살나무(Euonymus hamiltonianus Wall.), 흰

꽃풍년화(Loropetalum chinense, 4월중순개화), 종려국(Rha-

pis humilis Blume), 군자란(Clivia miniata Regel, 3월 하순 개

화), 가재발선인장(Christmas cactus, 1월초개화), 동양란(10

월 하순 개화), 하이만투스(Haemanthus), 감나무(Diospyros

kaki), 유자나무(Citrus junos, 5월 개화), 비파나무(Eriobotrya

japonica(Thunb.) Lindl., 10월 개화), 마취목(Pieris japonica)

이 식재되어있다. 중정에는매화(Prunus mume S. et Z. 백색,

1월중순개화), 감탕나무(Ilex integra), 이페이온(Ipheion uni-

florum, 3월 하순 개화), 애기말발도리(Deutzia gracilis, 4월 하

순개화), 다정큼나무(Raphiolepis indica var. umbellata, 5월초

순개화), 단풍나무(Acer palmatum Thunb.), 바위취(Saxifra-

ga stolonifera Meerb.), 백일홍(Zinnia elegans, 7월하순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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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옥상정원의 초화류그림 7. 옥상정원의 채원

그림 8. 옥상정원의 올리브나무

무궁화(Hibiscus syriacus, 9월상순개화), 산다화(Camellia sa-

sanqua Thunb. 12월 상순 개화)가 식재되어 있다.

현관에는 사스레피나무(Eurya japonica Thunb. 3월중순개

화), 참빗살나무(Euonymus hamiltonianus Wall.), 메밀잣밤나

무(Castanopsis cuspidata var. thunbergii), 벽오동(Firmiana sim-

plex), 산다화(Camellia sasanqua Thunb. 10월 중순 개화), 차

나무(Camellia sinensis, 10월 중순 개화)가 식재되어 있고, 난

의 방에는 아스파라거스가 식재되어 있다.

2. 아사쿠라 조소관의 옥상정원

콘크리트 건축의 옥상에 만들어진 정원은 일본의 옥상녹화

의 선구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정원은 예전부터

아사쿠라 조소숙의 원예실습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식물의 관

리를 통해 흙과 친해지고, 자연관점의 시선을 끼우는 것, 감촉

을 시작으로 하는 감각을 연마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아사

쿠라 독자의 교육론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에 채원을

재현하고 있다.

당시 옥상정원의 제1용도는 아사쿠라씨가 메이지 시대부터

개최하고있는아사쿠라학원의수업의일환으로, 원예를 배우

는 교육장소로서 야채 등을 키웠다고 전해진다. 자연으로부터

배운다라고하는말을자주하였다는아사쿠라씨는애정과시

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식물도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자연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학원생들에게 옥상까

지비료를나르게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전후의

식량난의 시대에는 옥상정원에서 자급자족의 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한 옥상정원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올리브나무(Olea

europaea var. europaea)로, 2차 세계대전 직후 심어진 것으로,

이 옥상정원에 50년간 뿌리를 내리고 있다. 당시 지명도가 낮

은 올리브를 아사쿠라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여자의 배꼽에 올

리브 오일을 바르면 미인이 된다고 말한 것이 화재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높이 4m가넘는다. 다이토구로이관되고약 20

년 이상 이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 정원업자의 말에의하면, 옥

상정원의 인공지반은 높이 20cm 정도에서 중심부는 약 70cm

정도라고하며, 식재중앙부에는뿌리의무게가상당수나갈것

으로추측된다. 토양의 양이 실제로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

으나, 수목의 내풍성 등을 고려해 보면 일정량 이상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 올리브나무는 전정 등의 관리에 의해 10년

전과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토양은 관동롬(関東ローム)

이라는천연토로구성된심플한구조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누

수가 생기지 않았고, 그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한

다. 당시의 방수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량 블록은 풍화하여 녹아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교

환하였고, 토양의 양은 하중의 문제로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현실이다. 또한, 현재에는매일관수를하지않으면안되

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고사하는 식물이 많다고 한다. 관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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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옥상정원의 장미

법은필요시에손으로직접관수하는방법이다. 건물이 세워지

고 약 90년이 경과하는 옥상의 방수층은 건물시공연대와 외관

에서부터 판단하여, 1920년대 전후에 건설된 구 아키다상회빌

딩(舊秋田商会ビル)이나 구이게타야백화점(舊井桁屋百貨店)과

같이 아스팔트방수일것으로추측된다. 표면층은보호몰탈이

깔려 있고, 그 위에 타일이 설치되어 있다.

옥상정원에는장미(Rosa hybrida, 사계절개화), 수선화(Nar-

cissus tazetta, 1월 하순 개화), 조팝나무(Spiraea prunifolia

var. simpliciflora, 3월 중순 개화), 보라향기별꽃(Ipheion uni-

florum (Lindl.) Raf. 3월하순개화), 배꽃(Pyrus, 4월하순개

화), 무스카리(Muscari armeniacum, 4월중순개화), 섬엄나무

(Pittosporum tobira, 5월 상순 개화), 헤메로칼리스(Heme-

rocallis ‘Olallie Sandra', 5월 상순개화), 올리브(Olea europaea

var. europaea, 5월중순개화), 영산홍(Rhododendron indicum,

5월 중순 개화) 삼백초(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5월

중순개화), 괭이밥(Oxalis corniculata L. 5월중순개화), 석류

(Punica granatum L., 5월 하순 개화), 원추리(Hemerocallis

fulva, 6월상순개화), 수국(Hydrangea macrophylla, 6월상순

개화), 초롱꽃(Campanula punctata, 6월상순개화), 아카판투

스(Agapanthus africanus, 6월 상순 개화), 타래난초(Spiran-

thes sinensis (Pers.) Ames, 6월 하순 개화), 작살나무(Calli-

carpa japonica Thunb.), 별꽃나리(8월 상순 개화), 석산(Ly-

coris radiata, 9월 상순 개화), 국화(Chrysanthemum morifo-

lium, 9월 하순 개화), 뻐꾹나리(Tricyrtis dilatata|, 10월 상순

개화), 비파나무(Eriobotrya japonica (Thunb.) Lindl.)가 식재

되어 있다. 옥상정원에는 사계절을 통해 다양한 꽃이 피도록

식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아사쿠라가 조소관의 복원공사

1. 건축물의 복원

아사쿠라 조소관의 복원공사는 지진대책이 주요한 이유이다.

내진공사는 내진벽을 사용하는 것으로 내진용 목재를 벽의 내

부에넣는것으로두께가두꺼워진다. 하지만 아사쿠라조소관

의 건축은원래 벽이 얇은 것이 특징이므로, 벽의두께의 변화

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벽을 얇게 유지하면

서내진보강을하는경우에는사용하는못의숫자를늘릴수밖

에 없으나, 이번의 복원공사에서는 벽면을 6등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부분을 못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여, 가능한 한 못의

숫자를 적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얇은 벽에도 내진성을

가지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다이토구 문화가이드북).

2. 정원의 복원

복원공사를 하기 위하여 수목과 중정의 물고기를 우선 오지

야시로옮겼다. 아사쿠라조소관의수목과물고기는원래오지

야시의것을사용하였으므로, 약반세기만에귀성한셈이다. 또

한, 거석들은일반적으로는건물을세운후에옮기지만, 조소관

에서는 건물이 중정을 감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건축 후

에는 거석을 운반할 수 없다는것을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건

물을 건축하기 전에 거석을 운반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아사

쿠라 조소관은 건물을 건축한 후에 작정한 것이 아니고, 건물

과 정원을 동시에 건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혹은 거석이 존재

하는 정원에 건축물을 건설한 것으로 판단된다(다이토구 문화

가이드북).

그리고 복원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중

정의 수목들이었다. 이 중정은 명승(名勝)으로 지정되어 있으

므로수목을 이식하기전 수천장의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하여,

복원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화

하였다고 한다. 또한, 복원할 때에는 수목의 가지의 위치까지

그대로 재현하였다고 한다.

Ⅴ. 아사쿠라가 조소관 정원의 가치

아사쿠라가 조소관에는 크게 중정과 옥상정원이 존재한다.

중정은 아사쿠라씨 가문이 생활하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중정을가꾸고, 관람하며, 자연적인철학을몸에익혔으리

라고 추측된다. 이 중정은 학생을 위한 공간이 아닌 아사쿠라

가문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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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옥상정원은당시에는생소한채원의형식을가지고있

다. 이 채원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옥상정원

으로써는일본최초의것이라고파악된다. 학생들이직접비료

를 나르고, 식물을 재배하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그 감각을 살

려미적감각을깨우치게하는교육법은현재에도잘사용되기

어려운 선진적인 교육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근대 일본의 옥상정원은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집객효

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원과 같은 형식을 가진 곳이 대부분인

것과는 비교되는 디자인이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때 식량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집객효과를 위해정원으로조성된곳에서식량문제를해

결하기 위해 야채류를 생산했다는 보고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근대기부터 옥상이라는 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

하여왔으며, 조경이 아닌 미술의조소분야에서도정원의가치

를 알고, 교육의 장소,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직까지 누수된 곳 없이 유지관리가 철저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진설계를 위해 보강공사를 하는 등,

근대문화유산에대한보전기법에대해서는좀 더상세한연구

가필요하며, 그 연구를통하여우리의근대문화재의유지관리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아사쿠라조소관홈페이지(2017) http://www.taitocity.net/zaidan/asa-

kura/

2. 아사쿠라조소관 페이스북(2017) https://www.facebook.com/台東区立

朝倉彫塑館-188459924850714

3. 다이토구문화탐방(다이토구문화가이드북) http://taito-culture.jp/cul-

ture/asakura_02/japanese/guide_02.html

4. 이혁재(2006) 도시에 있어서의 옥상녹화의 의미와 배치에 관한 연구,

Landscape ecology. Design and Engineering 2.

5. 랜드스케이프디자인편집부(2001) 아사쿠라조사관, 마루모출판. 랜드

스케이프 디자인 25: 20-21.

6. 橘大介(2014) 屋上緑化コーディネーターのためのスキルアップ研修『新

旧屋上緑化/壁面緑化事例の見学』報告.

7. 造形芸術研究所(1982) 朝倉彫塑館(美術館探訪). 三彩社. p104-105.

8. 田中栄治 (2014) The architecture and garden in the houses during the

beginning of Showa era: Nishikawa Tomotaka “The Gardener of Bu-

ild” 神戸山手大学紀要 (16): 19-36.

Received

Revised

Accepted

3인익명 심사필

:

:

:

5�June,�2017

16�June,�2017

20�June,�2017�


